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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판 용접기술의 지식공유형 플랫폼 구축 및 공유
배성민․김철희․손수현․허영무․윤길상․강문진

Development of Knowledge Sharing Platfor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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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뿌리기술로 불리고 있는 생산기반기술은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및 접합, 소성가공으로 

구성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

선, 기계분야의 부품소재의 최종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반기술로 소재를 가공하거나 부품 또

는 완제품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집중형 

기술이다1).

또한 생산기반기술은 공정기술이며 현장 경험 기술에 

의존적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및 지식화가 까다롭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제품을 위해 개발된 

생산기반기술이 타 산업에 파급되는 경우 최대의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용접

접합 분야의 아크용접, 레이저용접, 저항용접,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등은 우리나라 대표적 전방산업

인 자동차나 선박분야에서 공통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

술이며 다양한 수요산업에 파급되는 기술이다2-4)
.

숙련된 작업자의 고령화 및 부족현상에 따라 용접시

공산업에서도 자동화나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나 경험 의존적 성격이 뚜렷한 용접시공의 특성이 있어 

용접기능의 기술화로의 진전은 쉽지 않다.

이처럼 제조분야 전반에서 근간이 되고, 타 산업에 

적용됨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은 생산기반기술을 체계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지

금까지 조직 내․외부로 전달시키거나 공유하기 어려운 

형태인 생산기반기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도

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어려웠으며, 중소기업

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생산기반기술 제

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채널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자동차 차체 용접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이를 DB화하고 디지털화 하여 생산기반기술

의 사용에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생산기반 지식공유형 플랫폼을 소개하고

자 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웹 등

의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였다5). 그 결과 지식이나 정보

의 증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지식의 공유

와 확산은 가속화 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관리의 필요

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기업은 기업포털을 통해 개인은 

웹 포털을 통해 지식으로 접근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지식공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주요 국가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나 공공부문 주도로 플랫폼 구축

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은 자동차, 항공우주, 나노기술(NT) 등 제조분야의 

29개 영역을 포괄하는 유럽기술플랫폼(ETP, European

Technology Platform)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생산기

반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Future

Manufacturing Technologies (MANUFACTURE)

은 미래핵심 산업으로써의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6).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일본의 경우, 디지털 마이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기능기술 계승과 설계 및 제조지원 애

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노츠쿠리(물건만들기) 플랫폼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7). 모노츠쿠리 플랫폼에서 중소제조기

업의 기계 부품제조를 위한 15개 항목에 관한 가공사

례를 DB화 하였다. 용접 및 접합의 경우 부가가공 영

역으로 레이저용접 및 아크 용접 등의 공정조건을 DB

화하여 포함하고 있다. 기술의 축적과 공유를 통한 제

조분야 지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주도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국가플랫폼 구축사

기 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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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지식공유형 플랫폼시스템 구조

Fig. 2 지식저작도구

Fig. 3 의미기반 데이터베이스

업을 통해 2009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생산기반기술을 위한 플랫폼

3.1 생산기반기술 지식공유형 플랫폼 구조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기반기술의 체계적 

시스템화를 위한 지식공유형 플랫폼은 지식저작도구,

의미기반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시스템, 포털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생산기반기술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체화

돼 있거나 경험기반으로 전달되는 생산기반기술을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지식저작

도구가 필요하며 지식제공자가 최소의 노력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저장된 생산기반기술이 적용되는 공정, 제

품, 기술보유자 등 다양한 관점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의미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구조 및 운영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생산기반 관련지식을 일

반 사용자가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해주는 채널이 필요

하게 된다.

3.2 플랫폼 주요 구성 요소

3.2.1 지식저작도구

지식저작도구(Knowledge Authoring Tool)는 지식

공유형 플랫폼에 탑재될 생산기반 관련지식들의 입력을 

도와주는 도구로써 생산기반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

가가 직접 사용되게 된다. 지식제공자가 보유한 생산기

반기술은 보고서, 그래프, 도표, 동영상, 도면 등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식공

유형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Fig. 2는 생산기반기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편집하

는 화면으로 지식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생산기반지

식들이 어떤 부품, 제품,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입

력할 수 있다.

3.2.2 의미기반 데이터베이스

의미기반데이터베이스(Sematic database)는 지식

제공자들이 탑재한 기술 및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색(searching)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meta data)

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의미기반데이터베이스는 검색 및 원본 데이터 저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맨틱 

DB(Semantic Database), 메타 DB(Meta Database),

마스터 DB(Master Database)로 구성되며 시맨틱 

DB를 중심으로 메타 DB와 마스터 DB가 연계되는 구

조를 가진다.

시맨틱 DB는 생산기반기술이 적용되는 부품과 공정

에 관련된 구조적 의미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예를 들어, 고강도 냉연강판 DC 점용접 기술은 6대 생

산기반기술 중 용접 및 접합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며 

제품모듈과 관련된 구조에서는 자동차 바디부품-차체프

레임, 차체판넬에 적용되는 기술임을 정의한다.

메타 DB는 분야별 핵심부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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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생산기반 지식공유형 웹포털시스템

Fig. 5 용접접합관련 용어검색의 예

Table 1 용접 적용 강종

년도 도금 소재명 두께 (mm)

2009

CR SPRC440 1.0

Zn

SGARC270

SGARC340

SGARC440

1.0

1.0

0.7, 1.0, 1.4

2010

CR

CR590DP

CR590TRIP

CR780DP

1.0, 1.4

1.0

1.0, 1.4

Zn
GA590DP

GI780DP

1.0, 1.4

1.0

2011

CR
CR980DP

CR1180CP

1.0, 1.4

1.6

Zn

GA980DP

GA1180DP

GA1180TRIP

1.0, 1.4

1.2

1.2

논문, 학술지, 기술자료, 발표 자료,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형태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와 기술이나 부품의 관

계를 설명하는 지식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이터베

이스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생산기반기술 관련 전문가

(연구자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정보

와 지식 또한 관리한다.

마스터 DB는 지식공유형 플랫폼에 탑재되는 자료의 

원본과 연구결과물 등의 파일을 저장하는 파일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3.2.3 웹 포털 서비스

웹 포털 서비스(Web Portal Service)는 지식화 된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사용자 및 기업 사용자에게 웹 포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Fig. 4 는 웹 포털 서비스(http://www.

root-tech.kr)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검색화면으로 기

술명, 기술 설명, 분류, 적용부품, 연관검색과 같은 다

양한 정보를 실시간 검색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4. 자동차용 강판 용접기술 DB화

용접접합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용

접접합학회와 공동으로 용접접합용어사전을 웹 포털에 

탑재하였으며 Fig. 5는 그 중 가스메탈아크용접을 검색

한 예이다8).

자동차산업의 차체용으로 이용되는 냉연 및 도금강판

의 용접성을 평가하여 DB화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은 

강종을 대상으로 용접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 종료 

시 270MPa급 일반강종부터 1180MPa급 고강도강까

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용접성 DB가 구축될 예정이며 

차체용으로 이용되는 1.4mm 두께 이하의 강판을 대상

으로 한다.

Table 2와 같이 적용 용접공정은 저항점용접, 아크

용접, 레이저용접이다. 모든 공정에 대해 동종 및 이종

소재, 이종두께용접부에 대해 최적용접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통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각 공

정별 DB에서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항점용접

의 경우에는 기존의 AC용접과 함께 DC용접특성을 함

께 평가하였으며 3겹 용접에 대한 평가 결과를 DB화 

하였다. 아크용접의 경우 DC CW용접과 펄스용접에 

대해 용접성을 평가하였으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CO2 보호가스 및 혼합가스 분위기에서 용접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레이저 용접에서는 레이저 발진기에 따른 

용접결과 및 하이브리드 용접결과도 함께 DB화하였다.

Fig. 6~8은 CR780DP 소재에 대한 저항점용접, 아

크용접, 레이저용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예이며, 세부

DB는 뿌리기술 포털사이트에서 (http://www. root-

tec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용접성 평가결과를 

포털에 탑재하는 수준이나 향후 정보를 더 구조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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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공정 주요개발내용 DB 구축내용

저항점용접

- AC/DC 용접특성 평가 

- 도금/비도금 강판 저항 점 용접성 평가

- 강종별/두께별 최적 점용접조건 도출

- 인장강도

- 단면

- Lobe 선도 

아크용접

- CW/Pulse 용접특성 평가

- 도금/비도금 강판 용접성 평가

- 강종별/두께별 최적 GMA 용접조건 도출

- MAG용접 적용 시 최적용접 조건 도출

- 인장강도

- 단면

- 적정용접영역

레이저용접

- 도금/비도금 강판 레이저 용접성 평가

- 강종별/두께별 최적 레이저용접조건 도출

- 하이브리드 용접특성 평가

- 인장강도

- 파단위치

- 비드 외관 및 단면

- 갭허용한계

Table 2 주요 용접 DB구축내용 

전류

속도
50A 125A 200A 275A

0.5m/min 용락

1.0m/min 융합불량

1.5m/min 융합불량 융합불량

Fig. 6 CR780DP 소재의 아크용접부 단면

200 kgf

Current 3 kA 4 kA 5 kA 6 kA 7 kA

21 Cycle

Nugget 1.6 3.2 4.6 5.2 5.4

300 kgf

Current 3 kA 4 kA 5 kA 6 kA 7 kA

21 Cycle

Nugget 4.4 5.1 5.7 6.0 6.4

400 kgf

Current 3 kA 4 kA 5 kA 6 kA 7 kA

21 Cycle 미접합

Nugget 0 4.7 5.6 6.6 6.6

Fig. 7 CR780DP 소재의 저항점용접부 단면

속도 초점 갭 표면비드 이면비드 단면

3.5

mpm

0 mm 0 mm
4.5

mpm

5.5

mpm

Fig. 8 CR780DP 소재의 레이저 용접결과

5. 결    론

본 논문은 제조분야 전반에서 근간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지식화 하여 서비스 하는 생산기반 지

식공유형 플랫폼을 소개하고,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DB

구축 내용을 보고하였다.

구축된 용접/접합 분야의 기술을 다수의 중소기업으

로 확산해결하는데 생산기반 지식공유형 플랫폼이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플랫폼 시스템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적용

될 수 있도록 콘텐츠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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